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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꾼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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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재산, 지위에 상관없는 평등한 투표권을 위해 싸운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던 영국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줄 것을 ‘말 대신 행동으로‘ 요구했어요. 이런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이 바로 서프러제트예요. 

이들은 무려 61년간 치열하게 싸웠고, 결국 영국에서는 1928년에 21세 이상 모든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용기와 끈기, 유쾌함을 잃지 않았던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재치 있는 글과 아름다운 그림으로 담아낸 훌륭한 

역사 안내서를 만나 보세요. 

학습 목표

학년/과목 주요 학습 목표 

4학년 국어

6학년 국어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글을 읽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주제를 파악한다.

6학년 사회

• 생활 속에서 인권 보장이 필요한 사례를 탐구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 인권 보장 측면에서 헌법의 의미와 역할을 탐구하고 그 중요성을 설명한다.

•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과 의무가 일상생활에 적용된 사례를 조사하고,  

권리와 의무의 조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기른다.



읽기 전 활동

1 . 헌법과 참정권 알아보기
➊  참정권을 알아보기 위해 헌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빈칸을 채워 보세요. 

➜ 5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서 헌법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어요.

헌법의 의미 법 중에서 가장 (            )이 되는 법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다.

헌법의 내용
1. 모든 국민이 존중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할 (            )와 지켜야 할 (            )가 나타나 있다.

헌법의 중요성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간다운 생활, 개인 존중, 행복한 삶을 

보장 받아 인간으로서 존엄한 생활을 할 수 있다.

➋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조사하여 빈칸을 채워 보세요.

법을 공평하게 적용 받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어떤 일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➌ 참정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인지 알아보고 빈칸을 채워 보세요.

(                   )에 참여할 권리, 공무원이 되어 나랏일을 할 수 있는 권리 등 (                   )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➍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몇 세부터 투표할 수 있고 언제 관련 법이 만들어졌는지 조사해 보세요. 



읽기 전 활동

2. 세계 여성의 날 알아보기 
➊ 세계 여성의 날에 대해 조사하여 빈칸을 채워 보세요.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곳에 모인 1만 5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우

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먼지가 가득한 환경에서 하루 12~14시

간씩 일해야 했으나, 선거에 참가하여 투표하거나 노동조합을 만드는 등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후 세계 각국에서 남녀 차별 철폐와 여성 지위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유엔은 (               )년 (        )월 

(        )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여성의 날이 되면 사람들은 주위 여성들에게 빵과 

장미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➋  1908년 3월 8일, 시위에 나선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외친 빵과 장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사하여 적어 보세요. 

빵 장미

➌  여러분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빵과 장미를 선물한다면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은지 떠올려 

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써 보세요.  

● 선물하고 싶은 사람

● 선물하고 싶은 이유



읽기 중 활동

1.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 살펴보기 
➊ 12-13쪽을 읽고 100여 년 전 영국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 

•

•

•

•

➋  오늘날에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모두 사라졌을까요? 오늘날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 여러분의 경험이나 인터넷에서 조사한 내용을 적어 보세요.

나의 경험 조사한 내용

•

•

•

•

2. 반대론자 살펴보기 
➊  1910년, 여성 참정권을 반대하는 전국연맹이 만들어졌습니다. 48-49쪽을 읽고 여성 참정권을 

어떤 이유로 반대했는지 찾아보세요.

➋ 여성 참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을 정해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편지를 써 보세요. 



읽기 중 활동

3. 나만의 핀과 배지 만들기 
➊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메시지를 쉽게 나타내기 위해 배지를 만들었습니다. 58-59쪽을 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배지를 찾아보세요.

➋ 여성 참정권 운동의 메시지를 담은 나만의 핀과 배지를 디자인해 보세요.



읽기 중 활동

4. 나만의 서프러제트 연표 만들기 
연표는 역사적인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타낸 표입니다. 책을 읽고 인상 깊은 사건을 골라 연표를 

만들어 보세요.

1832년

투표권을 잃다

1928년

모두에게 투표권을

5. 서프러지스트와 서프러제트 살펴보기  
40-41쪽을 보고 서프러지스트와 서프러제트를 비교해 빈칸을 채워 보세요.

서프러지스트(suffragist) 서프러제트(suffragette)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운동을 벌인 

여성 참정권 운동가

전투적이고 과격한 

여성 참정권 운동가

독재적

연합 형태로 운영

전투적이고 법 위반

구호 없음

남성 회원 포함



읽기 중 활동

6. 세계의 여성 참정권 운동 알아보기 
➊ 125쪽을 읽고 미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가 아이다 B. 웰스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아이다는 (                       )이자 시민권 운동가였다.

•22세에 기차에서 (                       ) 전용 여성 객차에 앉으려다 거부당하자, 철도 회사를 고소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참정권 단체인 (                                              )을 만들었다.

• 1913년, 워싱턴에서 열린 여성 참정권 행진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뒤쪽에서 걸어야 한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여성 참정권 운동 안에서도 (                   )이 종종 무시당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➋  인터넷에서 아이다 B. 웰스를 검색하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적어 보세요. 
➜ 참고 영상: Youtube <How one journalist risked her life to hold murderers accountable - Christina Greer>

•

•

•

•

➌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참정권에 대한 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참정권 운동가 

하툰 알파시를 검색해 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참정권 운동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전 세계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하게 여성이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투표하는 것을 금지했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15년에 마침내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습니다. 여성에게 처음으로 참정권이 부여된 지방 선거에서 여성 유

권자의 투표율은 82%로, 남성 유권자(44%)의 두 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

입어 지난 1932년 사우디아라비아 건국 이후 83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의원들이 탄생했습니다.



읽은 후 활동

1. 우리나라의 여성 참정권 운동 알아보기 
➊  여권통문에 대한 소개 글을 읽고 국립여성사전시관에서 2018-2019년에 열렸던 관련 전시를 

VR로 보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 국립여성사전시관 누리집 사이버전시 <오늘, 여권통문을 다시 펼치다> http://eherstory.mogef.go.kr/vr/vr7/index.html

➋  여권통문으로 여성 인권을 주제로 한 사행시를 지어 보세요.

여

권

통

문

여권통문(女權通文)이란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서 이 소사*, 김 소사의 이름으로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으로,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지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이후 국내 최초의 여성 단체(찬양회)와 한국 여성에 의한 최초의 여학교(순성여

학교) 설립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여성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 획득의 중요성을 신문 등 여론에 호소하고 실

천에 옮김으로써, 근대적 여성 운동의 역사적 기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소사: 기혼 여성을 일컫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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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프러제트가 되어 일기 쓰기 
다음 예시를 참고해 책 속에서 하나의 사건을 골라 내가 서프러제트라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 

그림일기로 표현해 보세요.

1907년 2월 9일 날씨: 비

제목: 진흙 행진

오늘은 여성들이 하이드 파크에 모여 행진을 하기로 한 날이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날씨가 최악이었다. 비

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몸이 얼어붙을 것처럼 추웠다. 처음에는 행진이 두렵기도 했지만 전국에서 모인 3000명의 

여성들과 함께 걷고 있으니 두려움이 사라졌다. 나는 ‘특권 대신 정의를!’이라고 적힌 피켓을, 친구는 ‘실패란 없

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용감했다. 그리고 꼭 투표권을 얻고 말 것이다.

예시

년 월 일 날씨: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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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프러제트가 되어 여성 참정권 운동 상상하기 
내가 서프러제트라면 어떤 방법으로 여성 참정권 운동을 벌였을지 네 컷 만화로 표현해 보세요.

유리창 깨기
비행기구 타고 

전단지 뿌리기

가장행렬과 

퍼레이드
연설 방해하기

우체통 공격하기 노래 부르기 기념탑 점령하기 불 지르기

①

③

②

④

Text and illustration copyright ⓒ David Roberts 2018


